
한국환경과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제25권)
Proceedings of the Korea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Vol. 25, 2016

- 184 -

PE16) 전기분해 공정을 이용한 Microcystis sp. 제거에 관한 연구

강정훈 ‧ 노민수1) ‧ 김경덕1) ‧ 류태욱1) ‧ 김범1) ‧ 최선연1) ‧ 박상원1)

계명대학교 환경과학과, 1)계명대학교 녹색융합기술연구소

1. 서론 

수계에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수질오염이 발생되고 수계는 이런 오염물질을 스스로 정화시키는 자정작용을 

갖고 있다. 하지만 수계 자정작용의 정화능력은 무한한 것이 아니므로 자정작용의 범위를 초과하면 수계 환

경이 파괴되고 그에 따른 이상 현상들이 발생된다. 이러한 이상현상 중 최근 여름철 수계에 빈번히 발생되는 

녹조현상이 대표적이다.

녹조현상은 부영양화된 수계의 유속이 느린 곳, 정체된 곳 등에서 수계의 온도가 상승과 더불어 조류의 

성장과 증식이 활발해짐으로써 조류의 대량발생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류의 대량 번식으로 인해 정수장에는 

경제적인 손실이 나타나며, 인간에게는 시각적으로 불안감과 이·취미 물질을 통해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름철에 주로 발생되는 조류 종은 Microcystis이며, 이 종은 남조류의 대표종 중 하나이다. 

Microcystis는 간장독인 Microsystin을 생성하고 이 독소는 사람과 동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고 보고되

고 있다. Microcystis를 제거하기 위해 황토살포, 응집침전 및 염소처리 등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들

은 BOD, COD 증가가 우려되며, 약품사용에 따른 생태계의 영향도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술

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전기분해 공정을 이용한 Microcystis 제거실험을 실시하여 조류제거에 있어 최적의 

조건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기분해를 사용하여 Microcystis 제거실험을 실시하였다. 제거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해질

(NaCl)을 사용하였으며, 전기분해 전·후 Chl-a농도를 측정하여 제거효율을 확인하였다. Chl-a측정은 UV 

spectrometer를 이용하였고, 663, 645 630 75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Chl-a(mg/m3) = 여과한시료의량
×상등액의량

                                    (1)

여기서 Y는 Chl-a의 양(mg/m3)

Y = 11.64X1 - 2.16X2 ＋ 0.010X3

X1 = OD663 - OD750

X2 = OD645 - OD750

X3 = OD630 - OD750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Microcystis 제거의 최적의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전압과 전해질별로 실험을 실시하여 전압 

10V, 전해질 0.02 M 일 때 가장 효율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Microcystis 제거는 전기분해 시 라디칼 반응 

및 염소발생으로 인해 제거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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